신산 루 가는 길
의귀초등학교

현의합장묘(顯義合葬墓) 옛터

민오름 공동목장

의귀초등학교는 1941년 남원공립
국민학교 병설 의귀간이학교로 개
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4·3사
건 당시 의귀초등학교는 의귀리·수
망리·한남리·신흥리 4개 마을의 어
린이들이 함께 다녔던 학구공동체
였다. 학교는 4·3사건이 한창이던
1948년 12월 15일 폐교되었고 그 직후인 12월 26일부터 육군 제2연대 1대대 2중대가 주둔하
였다. 1949년 1월 12일 새벽, 무장대가 의귀초등학교를 습격하여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때 군
인 4명과 무장대 51명이 사망하였다. 이 습격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군인들은 의귀초등학교에
수용 중이던 80여명의 주민들을 학교 동녘 밭에서 학살해버렸다. 이 때 희생자들은 현재 “현의
합장묘”에 안장되어 있다. 학교는 4·3사건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1949년 8월 1일 남원초등학교
의귀분교장으로 다시 문을 열었고, 4·3사건으로 인해 졸업장을 받지 못했던 학생들은 2003년
에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이곳은 4·3사건 당시 의귀초등학교에 주둔
했던 군인들에 의해 주민 80여명이 집단학살
당한 후 학교 동녘 밭에 흙만 대충 덮인 채 방
치되었던 시신들을 옮겨 3개의 구덩이에 매
장(埋藏)한 곳이다. 2003년 9월 16일 세 구
덩이의 유해를 발굴하였는데 수습이 힘들 정
도로 엉클어져 있어 당시 참혹했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서쪽 구덩이 17구, 가운데 구덩이 8구, 동쪽 구덩이 14구 등 총 39구의 유해
와 50여 점의 유품이 함께 발굴되었다. 발굴 직후인 9월 20일 수망리 ‘신산 루’ 지경에 새 묘역
을 마련하고 비로소 ‘안장(安葬)’하였다.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이미 흙으로 돌아간 유해
도 다수 있어 ‘흙 한줌’으로 대신하였다. 2010년 5월 19일 ‘현의합장 영령유허비’를 세워 억울한
희생자들이 묻혀있던 곳임을 알리고 있다.

이곳 민오름 주변은 의귀마을 공동목장으로,
4·3사건 당시 토벌대가 무장대 토벌을 목적
으로 “영궤 루주둔소”를 설치하여 전방 초
소로 활용했던 곳이다. 이곳에는 또한 소와
말을 치던 테우리들과 4·3사건 당시 토벌대
가 이용했던 “이멩이 물”이 아직도 솟아나고
있고, 현재는 근처에 “옷귀마(馬)테마타운”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쉼터(의귀천)
의귀천은 서중천에 비해 경사가 높아 크고
작은 소(沼)와 궤가 많다. 궤는 4·3사건 당시
주민들이 피신처로 이용하였다. ‘소’를 중심
으로 활엽수림 지대가 잘 발달해 다양한 동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의귀천은 곳곳에 물
이 많아 사람이 먹는 물, 소와 말이 먹는 물,
농사에 사용하는 물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
기도 하는 등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현의합장묘(顯義合葬墓)
4·3사건 당시 의귀초등학교 동녘 밭
이곳은 4·3사건 당시 의귀초등학교에 주둔
했던 군인들에 의해 1949년 1월 10일과
12일, 주민 80여 명이 집단 학살당한 곳이
다. 당시 시신 수습도 허용되지 않아 대부분
의 시신들은 흙만 대충 덮인 채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다가 훗날 현의합장묘 옛터에 매장
되었다.

이곳은 4·3사건 당시 의귀초등학교에 주둔했
던 군인들에 의해 주민 80여명이 집단학살 당
한 후 학교 동녘 밭에 흙만 대충 덮인 채 방치
되었던 시신들이 ‘현의합장묘 옛터’에 매장(埋
藏)되었다가 2003년 9월 20일 마지막으로 안
장(安葬)된 곳이다. 유족들은 1964년 ‘삼묘동
친회’를 조직하여 봉분을 단장하고 산담을 쌓
아 해마다 벌초와 제례를 봉행했다. 1983년
‘의로운 넋들이 함께 묻혔다’는 의미를 담아 ‘현의합장묘’ 묘비를 세웠으며, 유족회의 명칭도 ‘현
의합장묘 4·3유족회’로 변경하였다. 2003년 이후 해마다 음력 8월 24일에 이곳에서 ‘위령제’를
봉행하고 있다.

장판거리

송령이 골

장판거리는 일제 강점기 서중면 행정의 중
심지로써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던 오일
장이 서던 곳이다. 1926년 면사무소가 남원
리로 옮겨가면서 오일장은 쇠퇴했으나, 이
곳은 과거 의귀마을의 번성과 자부심을 상
징하는 거리로 남아있다.

이곳은 4·3당시 의귀초등학교 전투에서 사망
한 무장대의 시신이 묻힌 곳이다. 1949년 1
월 12일 새벽, 무장대는 의귀초등학교 주둔
부대를 공격했으나 2시간여의 전투에서 51
명의 사망자를 내고 퇴각했다. 이 때 사망한
무장대 시신은 초등학교 뒤편에 흙만 대충 덮
인 채로 방치되었다가 그해 봄 토벌대의 지시
에 의해 이곳으로 옮겨져 매장(埋藏)되었다. 일부 시신은 가족이 찾아간 경우도 있으나 다수의
시신은 세 개의 구덩이에 매장(埋藏)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4년 ‘생명평화탁발순례단’,
‘4·3연구소’, ‘현의합장묘 4·3유족회’등이 ‘생명의 존엄’과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담아 천도제를
지냈고 그 후 시민사회단체 등이 매년 8월 15일에 벌초를 하고 있다.

제주남원

민오름 주둔소 가는 길
민오름주둔소(영궤 루주둔소)
민오름주둔소는 1952년 100전투경찰사령
부 1개 소대가 주둔하여, 남아 있는 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해 작전을 펼쳤던 곳이다.

영궤
4·3사건 당시 토벌대의 강경진압작전을 피해
의귀마을 주민들이 은신했던 곳이다. 궤 입구
가 넓어 토벌대에 발각되기 쉬웠기 때문에 오
래 머물지 못했다는 당시 주민의 증언이 있
다. 영궤는 오랫동안 피신처로 이용되지 못했
지만 임시로 비를 비하고 추위를 막기에는 충
분하였다.

의귀마을
4·3길
4·3-gil, Uigwi Village,
Namwon, Jeju

민오름 주둔소 가는 길

도민과 함께하는 4·3길

신산 루 가는 길

(7km 약 2시간 거리)
7km about two hours distance.

Route to Minoreum Post

4·3당시 제주도민이 겪은 통한의 역사현장을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역
사·교육현장으로 조성,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 아름다운 제주도와 4·3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秃岳驻扎站来访路线 / ミンオルム駐屯所への行く道

화전마을
Hwajeon Village
火田村 / 火田村

� 민오름
가는길

Route to Sinsan Moru / 神山峰来访路线 / 神山モル行く道
구실잣밤나무길
수망리사거리

Cypress Forest Trail

Sumang-ri Sageori
水望里十字路口 / 水望里交差点

扁柏林路 / ヒノキの森の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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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원 의귀마을

현의합장묘입구(녹주맥반석입구)
Hyeonuihapjangmyo entrance(Nokju Maekbanseok (Elvan) Entrance)
显义合葬墓入口(绿洲麦饭石入口) / 顯義合葬墓入り口(緑柱麦飯石入り口)

현의합장묘(顯義合葬墓)
민오름
Minoreum

秃岳 / ミンオルム

(7km about two hours distance)

Siebold’s Chinquapin Trail
栲红豆杉路 / スダジイ道

편백나무숲길

4
5

Nutmeg Tree Forest Trail

3

민오름주둔소

헌마공신 김만일묘

Minoreum Post

秃岳驻扎站 / ミンオルム駐屯所

Horse Donator Kim Manil’s Grave
献马功臣金万镒墓 /
獻馬功臣金萬鎰墓

영궤 Yeonggwe

灵洞 / ヨングェ

6

2 반드기왓
Bandeugiwat

半花田 / バンドギワト

도착점 Arrival Point
终点 / 到着地

동골왓

8

Donggolwat
东谷员 / 東谷員

천
귀 cheon 貴川
ui- / 衣
Uig 川
贵
衣

休憩处 / 憩いの場

Sinsan Moru
神山峰 / 神山モル

의

쉼터 Shelter

Starting Point

Cypress (Cedar) Road
扁柏(杉树)路 / ヒノキ（杉）の道

신산 루

Observatory / 观景台 / 展望台

출발점

편백(삼나무)길

榧树林路 / カヤの森の道

전망대

始点 / 出発点

Hyeonuihapjangmyo
显义合葬墓 / 顯義合葬墓

비자나무숲길

소낭길
Sonang-gil
松囊路 / ソナン道

7 물나는이멩이

Imengi with Spring Water

涌泉的额头泉 / 水が湧き出るイメンイ
（額）

1 옷귀馬테마타운

7

Otgwima Theme Park

衣贵马主题城 / オッグィ馬テーマタウン

Otgwima Theme Park
Seoseong-ro
西城路 / 西城路

Kim Man-il grave
献马功臣金万镒墓入口 / 獻馬功臣金萬鎰墓入り口

Cedar Forest Trail
杉树林路 / 杉の森の道

옷귀馬테마타운입구

서성로

헌마공신 김만일묘입구

삼나무숲길

衣贵马主题城 / オッグィ馬テーマタウン

의귀

�

의귀마을은 남쪽으로 넉시오름이 아담하게 솟아있고 마을 주변으로 서
중천과 의귀천이 굽이치고 흐르는 아름다운 마을로 서귀포시 남원읍 중
산간에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 중엽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자 1,300여
필 이상의 말을 조정에 바친 헌마공신 김만일의 고향이며, 일제 강점기
인 1926년까지 서중면사무소가 있었던 남원읍의 중심마을이었다. 4·3
사건이 한창이던 1948년 11월 초순, 의귀 마을 주민들은 다른 지역보
다 일찍 시작된 군경토벌대의 강경진압작전으로 한 순간에 삶터를 잃어
인근 오름과 숲, 궤 등에 숨어 살거나 산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군
경토벌대에 의해 많은 주민들이 잡혀 희생되거나 육지 형무소로 보내졌
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4·3행방불명인으로
남아 있다. 4·3사건으로 인한 의귀마을 희생자는 250여명에 이른다. 당
시 토벌대가 주둔했던 의귀초등학교를 비롯하여 현의합장묘, 송령이골
등 4·3유적지를 돌아보며 당시 주민들이 겪었을 통곡의 역사와 이 마을
의 문화와 자연을 만나보자.

(7km 약 2시간 거리)

3km

민오름
가는길

한남리

선대기소
숲길

천

Shelter
休憩处 / 憩いの場

김만일묘입구
(푸른농원)
Kim Manil’s Grave Entrance (Pureun Farm)
金万镒幕入口(绿色农园) / 金萬鎰墓域入り口(青い農園)

Jeju International Airport

제주사람들이 온갖 시련과 애환을
지켜낸 정주목과 같은 퐁낭(팽나
무), 4 3의 아픔을 당당히 극복하는
아름다운 제주 평화로운 제주,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제주공동체 복원의
의미로 ‘팽나무’로 정했습니다.

성산
Seongsan
城山 / 成算

Jeju-si
济州市 / 済州市

제주시
안덕

Andeok
安德 / アンドク

한라산

Halla Mountain
汉拿山 / 漢拏山

Jeju-si
济州市 / 済州市

서귀포시
Seogwipo-si
西归浦市 / 西帰浦市

한라산

신흥리

Halla Mountain
汉拿山 / 漢拏山

송령이골

제주 4·3 남원 희생자 위령비 6

Songryeongigol
松岭谷 / ソンリョンイゴル

Dongbaeknamu-gil
山茶树路 / 椿の道

ㅣ문의처ㅣ 제주특별자치도 4 3지원과 ☎ 064)710-8435
의귀마을 복지회관 ☎ 064)764-0185

4·3길 상징 띠
붉은색은 정열, 희생, 진실을 뜻하며,
흰색은 순결, 결백, 평화 등 뜻한다고
합니다. 제주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제주자연과 환경에 잘 적응하며 평화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

남원리

태흥리

Donmul Park
Donmul公园 / ドトムル公園

주재소(간이학교)

Police Substation (Temporary School)
驻在所(简易学校) / 駐在所(簡易学校)

Village Entryway
村庄入口 / 村の進入路

동백나무길

귀

의귀초등학교

돗물공원

4·3 Namwon,Jeju Memorial Stone for the Victims
济州4·3南元 牺牲者慰灵碑 / 済州4·3南元 犠牲者慰霊碑

마을진입로
폐비닐집하장

의

Seogwipo-si
西归浦市 / 西帰浦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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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리

의귀마을 복지회관
(4·3길 센터) 1

Uigwi Village Hall Welfare Center (4·3-gil Center)
福利会馆(4·3路中心) / 福祉会館(4・3道センター)

출발/도착
Starting Point
始点 / 出発点

Seojung-myeon Ground
西中面遗址 / 西中面の跡

2

현의합장묘 5
(顯義合葬墓)옛터
Old Burial Ground of Hyeonuihapjangmyo
显义合葬墓遗址 / 顯義合葬墓の旧址

생가터

의귀교회

의귀마을 복지회관

서귀포시

Route to Songryeongigol
去松岭谷之路 / ソンリョンイゴル行く道

4·3길 상징 로고

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Gwangdaekoji
广大可支 / グァンデコジ(岬)

쉼터

송령이골 가는길

济州国际机场 / 済州国際空港
Jeju International
Airport
济州国际机场 / 済州国際空港
제주시

광대코지

Forest Trail
林中路 / 森の道

서중면터

의귀
초등학교

4
4·3사건 당시 의귀초등학교 동녘 밭

Field East of Uigwi Elementary School at the time of the Jeju 4·3 Incident
发生4·3事件时衣贵小学东边田地 / 4・3事件当時、衣貴小学校の東側の畑

Uigwi Elementary School
衣贵小学 / 衣貴小学校

3 장판거리

Arrival Point
终点 / 到着地

Market Street
市场街 / 市場通り

넉시오름
Neuksi Oreum
魄梨岳 / ノクシオルム

의귀천

남원리

